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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보도  

 

제 29 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(NPAFC) 가상 연례회의가 개최되다 

 

 

밴쿠버, 캐나다 (5 월 28 일, 2021)—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(NPAFC) 제 29 차 가상 

연례회의가 5 월 10 일 에서 20 일까지 개최되었다. 
 

동 NPAFC 는 북태평양 및 인접수역의 북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의 보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

국제기구로서, 감시활동 조정 및 과학연구의 협력의 장이다. 대부분의 북태평양 연어의 어획은 

NPAFC 회원국인 캐나다, 일본, 한국, 러시아, 그리고 미국이다.  

 

연례회의 기간 동안 총회 및 위원회의 3 개의 상임위원회인 감시위원회, 과학조사통계위원회 

및 재정행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NPAFC 협약수역인 연안국의 200 마일 외곽인 북태평양 

북위 33 도 이북 공해에서의 연어와 무지개 송어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였다. 

 

감시위원회에서는 NPAFC 회원국들의 공조된 감시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. NPAFC 

협약수역에서 IUU 활동을 근절하기 위하여, 총 390 시간 이상 항공감시활동과 해상에서는 

136 일 이상 순찰활동에 참여하였다. 이러한 다자간의 공조된 순찰활동은 북태평양을 관할하는 

지역수산관리기구들이 정한 보존관리조치의 다양한 위반사항들을 확인하였다. 그러나 공해상 

불법유자망 사용 또는 연어의 불법적인 선상보유 등 불법과 관련된 활동들이 확인되지 않았다. 

 

과학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주요 연어 연구자들은 회원국들로부터 취합한 상업적 

어획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. 2020 년도 북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606.7 천톤 (3 억 2 천 2 백 30 

만마리)이었다. 곱사연어는 전체 상업적 어획량의 46% (무게 단위)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, 

첨연어 27%, 홍연어 23%였다. 은연어는 3%이고, 왕연어, 시마연어 및 무지개 송어는 각각 1% 

미만이었다.  

 

2021 년에는 북베링해, 북서태평양, 그리고 오호츠크 남측해에서 연어조사가 이루어질 

계획이다. 연구자들은 회유시기, 풍도, 분포, 생존, 해양생태, 회귀 사이즈 예측, 종식별 및 연어 

성장 조건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. 

 

지난 1 년간 국제연어의해 (IYS)팀은 북반구 지역에 걸쳐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였다. 

2020 년 알라스카 만에서 수행한 해양조사로부터의 예비 조사결과들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

가상회의들을 조최했을 뿐만 아니라, 그들은 많은 가상 회의 및 워크숍에도 참석하였다. 이들은 

금년 4 월에 개최된 2021 북태평양 연어의 겨울 생태에 관한 컨퍼런스(2019 및 2020 년 

알라스카 만에서의 연구조사 결과)를 준비 및 주최하기 위해 Richard Beamish 박사와 Brian 

Riddell 박사와 작업을 했다. 이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알라스카만 선박조사 활동에 참여한 

캐나다, 일본, 한국, 러시아 및 미국 과학자들의 발표들, 그리고 이전의 동계 해양조사에 더해 



  
 

 

앞으로 곧 있을 2022 년 동계 공해상 전 태평양 선박조사에 대해 논의한 전문가들이 패널로서 

참석했다. IYS 팀은 현재 동 컨퍼런스로부터 나온 중요한 결과들을 강조한 기사들을 출판하는데 

작업을 하고 있다. 

 

2022 년이 IYS 로서는 마지막 해이므로 IYS 팀은 2022 년 10 월 4 일에서 6 일간 캐나다 

밴쿠버에서 개최 예정인 IYS 최종심포지움을 계획하기 위해 북대서양연어기구(NASCO)의 

멤버들을 포함한 심포지움조정위원회와 작업을 해 오고 있다. 이 심포지움은 IYS 기간동안 

습득해 왔던 것을 평가하고, 더욱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연어를 지탱하기 위해 연어 

조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향후 필요요건들에 대해 기술하게 될 것이다.  

 

이번 연례회의를 끝으로 총회 의장인 김수암 (한국), 총회 부의장인 Doug Mecum (미국), 그리고 

3 개 분과위원회 각 의장인 Brad Wattie (캐나다), Masa-aki Fukuwaka (일본), Vladimir 

Belyaev (러시아)에게 NPAFC 를 위해 그간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. 

 

아울러 향후 2 년 간의 임기로 시작되는 총회 의장인 Doug Mecum (미국), 총회 부의장 Vladimir 

Belyaev (러시아), 그리고 3 개 분과위원회 각 의장인 Takumi Fukuda (일본), 김주경 (한국), 

그리고 John Holmes (캐나다)에 대해 환영을 표하였다. 2022 년 연례회의를 일본 하코다테에서 

개최키로 하고, 2021 년 가상 연례회의가 종료되었다. 

 

-끝- 

 

연락관:  

블라디미르 라드첸코 NPAFC 사무국장  

전화: +1-604-775-5550  

이메일: secretariat@npafc.org  

웹사이트: https://npafc.org  

 

 

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에 관하여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는 북태평양 및 인접 

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 (연어, 은연어, 곱사연어, 홍연어, 왕연어, 및 시마연어)와 무지개 

송어의 보존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이며, 그리고 과학적 조사와 집행 활동의 협력 및 조율을 

위한 장소를 제공한다.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의 협약 수역은 연안국의 200 마일을 수역 

외곽 33° 이북의 북태평양, 베링해, 및 오호츠크 해에 위치한다. 회윈국으로는 캐나다, 일본, 

대한민국, 러시아, 그리고 미국 등을 포함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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